
World Gardens Lambley Nursery and Gardens

With the Weather
In the small town of Ascot, Australia, the harsh climate inhibits many 

gardeners, but at Lambley Nursery and Gardens, plantsman David Glenn has 
worked with the weather to create a flourishing garden.

호주 애스콧 
램블리 너서리 앤드 가든스 

호주 남동부 빅토리아 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애스콧. 몹시 건조하고 척박한 

이 지역에 빼어나게 아름다운 정원이 하나 있다. ‘대지에 구현한 신의 공간’ 

세계의 정원 시리즈 제140편, ‘램블리 너서리 앤드 가든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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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글렌의 눈에는 오랜 

세월 자신의 손으로 하나하나 

일군 ‘램블리 너서리 앤드 가든스’가 

시간이 흐를수록 아름다워지는 것만 

같다. 25년간 그의 삶과 작업의 터전이 

되어준 작은 마을 애스콧은 멜버른에서 

자동차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있으며 

밸러랫이라는 도시와 가깝다. 이곳에서 

글렌은 화가인 아내 크리스 캐닝과 함께 

정원을 조성했는데, 호주의 유명한 정원 

설계사인 폴 뱅가이가 ‘세계에서 가장 근사한 

건조 기후의 다년초 정원’으로 꼽았을 정도로 아름답다. 올해로 

73세를 맞이한 정원주 글렌은 호주의 건조한 기후에 적합한 

원예술을 알리는 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다.

램블리 너서리 앤드 가든스 정원은 빅토리아 골드필즈 

중부, 바람이 심하게 부는 건조한 평원에 자리한 오래된 농가를 

중심으로 펼쳐져 있다. 약 1만2000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을 

가꿀 때 가장 큰 난관으로 작용한 건 여름과 겨울의 극단적인 

날씨였다. 겨울에 영하 6도까지 떨어졌다가 여름이면 40도를 

웃도는 식이었다. 게다가 11월 중순까지 서리가 내리다 이듬해  

4월에 첫 서리가 시작되는 곳이다 보니, 서리에 강하고 물을 많이 

줄 필요가 없는 식물이 생장하기에 좋았다. 

글렌은 연평균 강수량이 1000밀리미터를 조금 넘는 

빅토리아 단데농 산맥에서 지내던 때에 호주의 건조한 기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키우고 싶어 할 만한 화초로 정원을 

꾸미겠다고 결심했다. “행복한 식물만을 길러요. 식물이 행복해 

보이지 않으면 차라리 뽑아서 치워버리죠. 여기서 호주 식물만 

길러야 한다고 고집하는 건 부질없는 짓입니다. 서호주에서 

자라는 토종 식물은 대부분 이곳에서 자라지 못해요. 설사 죽지 

않더라도 보기 안쓰러울 지경으로 자라죠. 터키에서 건너온 

품종이 오히려 건강하고 아름답게 잘 자라요. 몇몇 토종 식물을 

기르고는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고단한 곳에 힘차게 뿌리 내린 

식물들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글렌의 말이다.

원예가인 글렌은 지중해 정원에서 특히 영감을 많이 받았다. 

이곳 램블리 너서리 앤드 가든스에서도 그 영향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글렌은 “내가 가꾸는 정원이 통속적인 그림 속 

꽃밭처럼 펼쳐지기를 바라지는 않는다”면서도 “그렇지만 사계절 

내내 장관을 이뤘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중해 

정원과 함께 아내 캐닝의 정물화에서도 영감을 얻곤 한다. 글렌의 

아내 크리스 캐닝은 호주국립미술관과 세계 전역의 수집가들이 

작품을 소장할 만큼 명성이 높은 화가다.  

For David Glenn, his gardens in central Victoria grow in 

beauty as the years go by. Glenn, 73, is a plantsman and 

a leading exponent of dry-climate gardening in Australia. 

For 25 years, he has lived and worked in Ascot, not far from 

the city of Ballarat and about one and a half hour’s drive 

from Melbourne. Here, Glenn and his wife, artist Criss 

Canning, have established what noted Australian garden 

designer Paul Bangay describes as one of the world’s 

most spectacular dry perennial gardens.

Lambley Nursery and Gardens is set around an 

old farmhouse on the windswept plains of the central 

Victorian Goldfields. The biggest challenge to gardening 

in the area is the extreme climate, with temperatures 

dropping as low as minus 6C and reaching over 40C in 

summer. With the first frost of the year often occurring in 

April and the last in mid-November, it’s hardly surprising 

that Lambley’s dry garden features frost-hardy plants that 

require very little watering.

After living in the Victorian Dandenong Ranges, where 

rainfall averages over 1,000mm a year, Glenn decided 

he wanted to move to a place with a more typically dry 

Australian climate where he could grow plants that most 

Australians wanted to buy. “I only grow plants that are 

happy here, not ones that aren’t happy. If they’re not happy, 

I pull them up,” explains Glenn. “It’s no good saying we 

should grow Australian plants here. Most native plants 

from Western Australia, for example, won’t grow for me. 

They look miserable if they survive. We do grow some 

native plants but they’ve got to be as happy, as beautiful 

and do as well as plants from Turkey, for example.”

As a plantsman, Glenn is particularly inspired by 

Mediterranean gardens, and they’ve been a strong 

influence on the gardens at Lambley. The rich flora of 

Turkey also finds success here. “I don’t want my garden to 

be vulgar,” says Glenn, “but I want it to make a show for 12 

months a year.” As an artist, with paintings in the National 

Gallery of Australia and in private collections around 

the world, Canning gives her husband input through 

her passion for beauty in still life. Although Glenn is very 

familiar with plants and how to grow them, Canning has a 

much better sense of scale and color. 

상록관목인 유카 같은 여러해살이풀과  
올리브나무가 어우러진 정원

The dry garden features hardy plants 
like yuccas and olive trees.

Sydney

AUSTRALIA

Brisbane

Lambley Nursery
and Gardens

Melbourne



2010년 호주 역사상 최악의 홍수를 

겪은 뒤 지중해풍으로 다시 단장한 

정원에 햇살이 가득하다.

Cypress pines and salvias line 
a path in the Mediterranean 
garden, which had to be replanted 
after flooding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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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색상 조합 “저는 식물에 대해 해박할뿐더러 기르는 법도 

잘 알아요. 정원 일에서 가장 쉬운 부분에 해당하죠. 하지만 

화가인 아내는 원근감이나 색에 대한 감각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 

편이랍니다. 저는 정원의 색상 조합과 관련한 책을 아주 많이 

보았고 충분히 숙지했지만, 색채가 풍부한 아내의 그림에서 더 큰 

영감을 얻습니다. 그녀와 함께 작업하는 건 정말 멋져요. 식물을 

기르는 일은 내가 자면서도 할 수 있어요. 늘 해오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정원 디자인은 굉장히 섬세한 미적 영역이에요. 쉽지 않죠. 

경험과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일을 함께할 이가 옆에 

있어 참 좋습니다.” 글렌의 말이다.  

글렌이 말하는 동안 호주솔새 한 무리가 그의 발치에서 

깡총거렸다. 그는 잠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들어 

아가판서스를 좋아하는 꿀빨이새 둥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토종 새들은 꽃을 가리지 않아요. 새들에게는 꽃에 꿀이 있기만 

하면 그만이죠. 여기서는 고양이를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고양이가 발을 들일 수 없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호주솔새는 

사람이 익숙하고, 이렇게 제 발등에도 내려앉곤 합니다. 일 년 

내내 꽃이 피어 있으니 늘 새들이 찾아오는 거죠.” 

램블리 너서리 앤드 가든스에는 방문객이 라벤더가 길게 

늘어선 산책로를 따라 거닐며 노란 해바라기와 붉은 달리아를 

감상할 수 있는 장식 정원이 있다. 또 넓은 텃밭과 꽃꽂이 전용 

화원이 있는데, 글렌은 시간만 나면 그곳으로 가 이런저런 일을 

한다. 글렌 일가 3대가 먹을 채소를 키우는 텃밭은 빅토리아 주 

중부 고지대에서 가장 잘 자라는 품종을 기르는 시험장 역할도 

톡톡히 한다. 글렌은 이곳 텃밭에서 매주 밸러랫에 사는 자녀와 

손주들이 먹을 채소를 한 바구니 가득 따 담는다. 

한편 재주 많은 그는 정원 일에 대한 오랜 애정과 정원사로 

성장해온 과정을 램블리 너서리 앤드 가든스 웹사이트를 통해 

사람들과 공유한다. 원예 정보와 그만의 비법, 정원에서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웹사이트 내 ‘정원 소식’ 코너에 올려 일반에 

공개한다. 좋은 정원 도구를 고르는 방법란에서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원예 도구를 볼 수 있는데, 빅토리아에서 양묘장을 

운영하던 데니스 노게이트에게 25년 전에 받은 괭이다. 8세 무렵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화단을 꾸며도 된다고 허락받은 뒤 꽃을 

빽빽하게 심었던 옛 추억도 함께 엿볼 수 있다.  

“증조부가 영국 영지의 정원사였는데, 96세까지 일을 

하셨지요. 그러니 저도 최소한 20년은 더 해야 하는 셈이죠.” 

글렌은 2015년에 결성된 호주정원협의회 회원으로 호주 

원예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램블리 너서리 앤드 

가든스에서도 꾸준히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이자 가장 잘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글 힐러리 버든 사진 클레어 타칵스

A COLORFUL COMBINATION Glenn and Canning enjoy 

working together, and the combination of their skills has 

seen the gardens at Lambley flourish. “I’ve read every 

single book on color schemes in the garden; she’s never 

read one. But her paintings are full of color, and that’s 

where her input comes from,” says Glenn. “It’s really great 

working with her. I can grow plants in my sleep. I do that 

all the time. But garden design is very difficult, and having 

somebody working with me on that is great.”

As Glenn speaks, an animated group of blue wrens hop 

around his feet, while a nest of New Holland honeyeaters 

that love to feed on the agapanthus also catches his eye. 

“Native birds are not botanists,” says Glenn. “As long as 

the flowers have nectar they’re happy. And because we 

don’t allow cats here, the birds are happy to stay and enjoy 

the flowers all year round.”

Lambley’s complex also includes ornamental gardens 

where visitors can wander along lavender-lined paths 

and take in bright sunflowers and blooming red dahlias. 

Glenn can often be seen working in his extensive vegetable 

garden, and every week he picks a basketful of vegetables 

for his children and grandchildren living in Ballarat. The 

vegetable garden not only feeds Glenn’s family, but also 

provides a place for him to test which vegetable varieties 

grow best in Victoria’s central highlands. 

Glenn details any information or changes in his garden 

via a section called “Garden Notes” on the Lambley 

website. In his notes, Glenn also gives gardening tips and 

shares stories about his love of gardening. One entry about 

selecting good garden equipment reveals his favorite 

tool — a Dutch hoe given to him by Victorian nurseryman 

Dennis Norgate 25 years ago. Glenn also details a 

childhood memory about how his father let him have his 

first garden bed when he was around eight years old, and 

how he crammed as many plants as he could into it.

As a member of the Australian Garden Council, Glenn is 

keen to advance gardening in Australia while continuing on 

at Lambley. “My great-grandfather was a gardener on one 

of the English estates, and he worked until he was 96 — so 

I have at least a couple more decades to go,” he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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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 빛깔이 매력적인 절굿대

These globular Echinops flourish 
in the dry garden.



꽃과 채소를 기르는 램블리의 공간. 

덩굴과 꽃에 둘러싸인 산책로 중간문 

너머로 지중해풍 정원이 엿보인다. 

Looking out onto Lambley’s 
elegant Mediterranean garden 
from the extensive vegetable and 
flower cutting garden.


